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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presents dynamic responses of circular pipe models as a part of fundamental studies on dynamic stability 

monitoring of the large circular steel pipe cofferdam with the ship collision. Small-scaled laboratory experiments are 

performed with a single and bolted circular steel pipes with a diameter, thickness, and height of 30, 0.4, 90 cm, 

respectively. The bolted circular steel pipe is configured with three segments of 30 cm in height. Circular steel pipe 

models are embedded in a soil tank, all 1 m in length, width, and height. The thickness of soil in the soil tank is 

set at 23 cm. The ship collision is simulated with a hammer impacting. The dynamic responses are investigated with 

different water levels of 25, 40, 55, and 70 cm.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a signal energy decreases with increasing 

water level. More sensitive reduction in the energy appears for the bolted circular steel pipe. A predominant frequency 

decreases with increasing water level for both single and bolted steel pipes. The minor reduction in the frequency appears 

for the bolted circular steel pipe under the water level of 70 cm.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signal energy and frequency 

response is useful for the dynamic stability monitoring of the large circular steel pipe cofferdam.

 

요   지

본 연구의 목적은 충격에 의한 모형 원형강관의 동적 반응을 조사하는 것이며, 선박충돌에 의한 대형원형강관의 

동적 안정성 모니터링을 위한 기초연구로써 수행되었다. 실내실험은 직경, 두께, 높이가 각각 30cm, 0.4cm, 90cm인 

스테인레스 재질의 단본 모형 원형강관과 3개의 세그먼트를 볼트로 조립한 모형 원형강관으로 수행되었다. 각 세그먼

트의 높이는 30cm이다. 대형원형강관이 해상에 설치된 것을 모사하기 위하여 모형 원형강관을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m인 토조에 설치하였으며, 흙의 높이는 23cm로 하였다. 선박 충돌을 모사하기 위하여 모형 원형강관을 해머로 

타격하였으며, 토조 내의 수위를 25cm, 40cm, 55cm, 70cm로 변화시키면서 모형 원형강관의 동적 반응 특성을 비교하

였다. 실험결과, 수위가 증가할수록 측정된 신호의 에너지가 감소하였으며, 단본의 모형 원형강관보다 볼트로 조립된 

모형 원형강관이 더 큰 감소폭을 보였다. 주파수 특성의 경우, 단본 모형 원형강관에서 측정된 주파수 신호는 수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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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할수록 우세 주파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볼트로 조립된 모형 원형강관의 경우도 수위가 증가할수록 우세 

주파수가 감소하였다. 하지만, 수위에 따른 우세 주파수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았으며, 수위가 상부 세그먼트에 

접할 때 높을 때 급격한 감소를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가속도계로 측정된 신호의 에너지와 주파수 변화 특성이 

해상교량기초용 가물막이 대형원형강관의 동적 안정성 모니터링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Keywords : Accelerometer, Dynamic response, Large circular steel pipe cofferdam, Ship collision

1. 서 론

현재 국･내외에서는 경제의 발달과 더불어 건설 기술

이 향상됨에 따라 해상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사회적･

산업적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교량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지역간, 국가간, 대륙간의 연결을 위한 프로

젝트가 가시화되고 있다(Kim and Kim, 2016). 국내에서

도 육지와 섬을 연결하거나 섬과 섬을 연결하기 위한 

교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초장대 해상 교량의 건설이 활

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5년 기

준 국내의 해상교량은 95개이며, 이 중 56개교가 운영 

중에 있고 39개교가 건설 중 또는 계획 중에 있다. 하지

만, 해상 교량의 기초 공사에는 잭업 바지, 가이드 프레

임, 지그 자켓과 같은 해상 작업대, 시공장비 및 자재 

운반을 위한 가설도로, 그리고 시트파일, 영구케이싱, PC 

하우스, 벽강관말뚝과 같은 가물막이 부대공 등의 공정

이 복잡하고 작업 난이도가 높은 과정이 필요하다(KICT, 

2015). 이로 인해 해상 교량의 기초 공사는 육상 교량보

다 약 2～3배 높은 공사 기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하부 

구조의 공사비는 전체 공사비의 평균 30%에 이른다. 만

약 해상 지반의 조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공사비가 50%

까지 증가한다(Lee et al., 2017). 특히, 해상 교량 기초 

공사에 사용되는 재래식 가물막이는 임시 구조물임에

도 불구하고 파괴될 경우 막대한 인적･물적 손실이 야

기되며, 차수 및 복구공사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영구 구조물 이상의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KICT, 2015). 따라서, 기존 해상 교량의 기초 

공사에 적용되는 복잡한 공정과 공사 난이도를 완화하

고 공기와 공사비를 줄일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기술 확

보를 위한 공법이 요구되어 왔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2015)은 2015년에 해상 

교량 기초 공사에 사용되는 기존 해상 작업대와 재래식 

가물막이 공법의 복합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공사비, 공

사 난이도, 공기, 안정성, 그리고 품질을 개선한 ‘해상교

량기초용 대형원형강관 가설공법’을 제안하였다. ‘해상 

교량 기초용 대형원형강관 가설공법’의 시공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Fig. 1 참고). 우선, 다수의 세그먼트

(segment)로 이루어진 원형강관 중 한 세그먼트를 해상

에 설치한 후에 석션압을 이용하여 원형강관을 지반에 

근입시킨다. 근입된 원형강관 상부의 커버를 제거한 후 

여러 개의 세그먼트를 연결하여 수면 위에 노출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원형강관 내부의 해수를 배출시킨 후 

해상 가물막이로 이용한다. 기초와 교각이 시공되면 각 

세그먼트를 분리하여 제거한다. 이와 같은 공법은 석션

압을 이용하여 원형강관을 지반에 관입시키므로 신속

한 시공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복잡하

고 어려운 공정이 간소화되어 대형 시공장비의 사용이 

줄어들어 공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세그먼트 연결을 

통한 원형강관의 설치 방법은 수심이 깊은 해상 조건에

도 용이하게 적용될 수 있다(Ssenyondo et al., 2017). 그

리고 친환경적 관점으로 볼 때, 대형원형강관이 석션에 

의해 지반에 관입되므로 항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해상 생태계 교란을 줄일 수 있다(Kim et al., 2017). 

최근 국내에서는 해상교량기초용 대형원형강관 가물

막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Jeong et 

al.(2017)은 해상조건에서의 대형원형강관의 유체력 거

동 특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를 통해 파랑과 

조류에 의한 대형원형강관의 구조적 거동을 해석하였

으며, 동수압과 조류력에 의한 전단력이 대형원형강관

의 거동에 지배적인 영향을 보임을 제시하였다. Kim et 

al.(2017)은 대형원형강관을 해상에 시공할 때 발생하는 

움직임을 제어하기 위해 사용되는 케이블에 대한 연구

를 수행하였다. 풍속과 파랑 등의 매개변수를 고려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최소 0.46MN/m 이상의 강성

을 가진 케이블이 사용되어야 함을 보였다. Lee et al. 

(2017)은 석션압을 이용하여 대형원형강관을 해상에 설

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수위, 경사, 관입량, 

석션압(대형원형강관 내외부의 압력차), 기중기선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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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cket penetration         Opening of top cover       Connection of side ring        Bottom water-proof

           Pumping inside-water         Foundation installation        Column construction             Disassembling

Fig. 1. Installation procedure of large circular steel pipe cofferdam of marine bridge foundation

상하중 등을 확인하면서 시공관리를 하여야 함을 제시

하였다. 또한, 대형원형강관의 구성요소간 조립 및 해체 

기술, 수직도 확보 방안, 차수 및 배수 기술 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Ssenyondo et al.(2017)은 

대형원형강관의 파이핑 현상을 해석하기 위해 수치해

석을 통한 침투 흐름해석을 수행하였다. 균질한 지반조

건과 정상상태 흐름조건에서 흐름해석을 수행하였으며, 

대형원형강관의 직경, 벽체의 지중 근입 깊이, 그리고, 

벽체 내외부의 수위차 등을 고려하였다. 연구를 통해 2

차원 축대칭 흐름 조건이 2차원 조건과 2차원 흐름집중 

조건보다 파이핑 안전율이 작아져 더 큰 침투속도를 보

임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파이핑 안전성 해석을 위해 

대형원형강관의 직경, 근입깊이, 그리고 수위차를 고려

하여 유출 동수경사를 산정할 수 있는 설계식을 제안하

였다. Choi and Kim(2018)은 석션압을 통한 대형원형강

관의 관입력을 검토하였으며, 대형원형강관의 직경, 높

이, 설계중량이 각각 20m, 20m, 350ton일 때, 점토층 깊

이 11.5m까지 석션관입이 가능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2차원 수치해석을 통해 대형원형강관이 원형띠장(ring- 

beam)으로 보강되면 단면력과 변위 측면에서 더 큰 안

정성을 보임을 제시하였다. Jeong et al.(2018)은 대형원

형강관의 석션관입 단계와 설치완료 단계에서의 구조

적 거동 특성 검토하기 위해 Hydrodynamic과 정적 구조

해석을 수행하였다. 석션관입 단계에서는 정수압, 석션

압, 토압, 그리고 1년 빈도의 파랑과 조류를 고려하였으

며, 설치완료 단계에서는 정수압, 토압, 그리고 10년 빈

도의 파랑과 조류를 고려하였다. 해석결과, 석션관입 단

계에서는 석션압이 응력분포에 지배적인 영향을 주었

으며, 설치완료 단계에서는 정수압이 응력분포에 지배

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석션관입 

단계와 설치완료 단계 모두 해저면 근처에서 최대응력 

및 큰 응력변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저면 근처에서 설

치할 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됨을 언급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해상교량기초용 대형원형강관 

가물막이의 구조적인 거동 특성을 수치해석 및 이론식

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기술의 향상을 위한 중요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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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해상교량기초용 대형원형강관 

가물막이와 같이 해상에 설치되는 구조물은 해상을 가

로지르는 선박들에게는 충돌과 같은 해양사고를 유발

하는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해상교량 관련 사고 중 선박충돌 사고는 해상교량 

설치의 증가와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Manen and Frandsen, 1998). Bae and Lee(2013)은 선박

충돌 문제는 해상교량의 계획, 설계, 그리고 유지관리의 

각 단계에서 지진, 바람과 더불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문제임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선박충돌에 대한 대

형원형강관의 동적거동 특성을 모니터링하여 재난으로

부터 인적･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이 

요구된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선박충돌과 관련한 다

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Bae and Lee(2008)은 파일지

지 구조물의 선박 충돌거동에 대한 유한요소해석을 수

행하였으며, 선박충돌 시 발생하는 충돌 에너지가 방호 

구조물에 의해 소산되는 에너지소산 메커니즘 분석을 

통해 방호구조물 최적 설계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Cho(2009)는 선박충돌확률을 평가하는 기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선박의 속도, 진행방향각 등을 고려한 몬테카를

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으며, 선박운항가능 기상조건

을 조건부 확률로 적용하여 선박충돌확률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Lee and Hong(2011)은 기존의 선박충돌

력에 대한 보수적인 설계기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선박

의 질량-가속도 및 선수의 변형-운동에너지 관계를 고

려하여 비선형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다. 국외의 경

우, Wang et al.(2008)은 선박충돌에 의해 발생하는 교

량의 동적 특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steel-wire-rope 

coil(SWRC)를 이용하였으며, 충돌 시 발생하는 힘과 에

너지를 측정하는 실험과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Yun 

et al.(2008)은 선박충돌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Vincent 

Thomas Bridge에 가속도계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계

측하였다. Zheng et al.(2018)은 선박충돌 알림 시스템을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flexible quantum tunneling 

composite(QTC) 센서를 이용하여 특정 크기 이상의 충

돌이 감지되면 알림이 발생되도록 하였다. 하지만, 선박

충돌 관련 기존의 연구들은 수치해석을 통한 설계 및 

구조해석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선박충돌 모니터링의 

경우 선박의 통행량 또는 운행특성을 이용한 통계적 기

법을 활용한 연구가 대다수이다. 센서를 이용한 선박충

돌 모니터링의 경우도 여러 개의 세그먼트로 이루어진 

해상교량기초용 대형원형강관 가물막이에 적용하기에

는 완전하지 않으며, 더 많은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선박충돌에 의한 해상교량기초용 대형원

형강관 가물막이의 동적 안정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수행되었다. 충돌에 의한 대형원형강관의 

동적 반응을 관찰하기 위해 여러 개의 세그먼트로 이루

어진 축소된 모형 원형강관으로 실내실험을 수행하였

다. 선박충돌을 모사하기 위해 해머로 충격을 가하였으

며, 가속도계를 이용하여 모형 원형강관의 동적 반응을 

측정하였다. 본 논문은 신호의 에너지 산정을 위한 이

론, 실험의 구성, 실험 결과와 분석, 그리고 요약 및 결

론으로 이루어진다.

2. 신호의 에너지

구조물에 해머로 충격을 가하면 탄성파가 발생되며, 

이 탄성파는 구조물 내에 전파하게 된다. 발생된 탄성파

가 충분한 에너지를 지닌다면 구조물과 공기와의 임피

던스 차이(impedance mismatch)로 인해 구조물 내에서 

다수의 진동 운동을 하게 되며 이는 측정 신호에서 다중 

반사(multiple reflection)로 나타난다. 이 경우, 탄성파의 

에너지는 구조물 내에 갇혀있게 되어 진동 운동에 따른 

에너지 감소가 작다. 하지만, 구조물이 흙 속에 설치되

어 있으면 탄성파 에너지의 상당한 부분이 흙으로 흡수

되며, 남은 에너지는 구조물 내에 잔류한다. 따라서, 공

기 중에 노출되어 있는 구조물에 전파하는 탄성파는 흙 

속에 설치된 탄성파보다 더 큰 에너지를 가지고 진동한

다. 본 연구에서는 가속도계를 이용하여 탄성파를 측정

하였고, 이를 가속도 신호로 변환하였다. 파스발의 정리

(Parseval’s theorem)에 따르면, 측정된 가속도 신호의 

전체 에너지(total energy)는 식 (1)과 같이 시간영역에

서 측정된 신호의 제곱의 적분값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는 주파수 영역에서 측정된 신호의 제곱을 적분한 값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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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Energy ( ) ( )x t dt X f df

∞ ∞

−∞ −∞

= =∫ ∫  (1)

여기서, t와 f는 각각 시간과 주파수를 나타내며, x(t)

는 시간영역에서 측정된 신호, 그리고 X(f)는 측정된 신

호의 푸리에 변환(Fourier transform)을 나타낸다.

한편, 측정된 신호의 상대적인 세기(relative signal 

strength)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MARSE energy가 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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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efinition of MARSE energy

Fig. 3. Measurement system

알려져 있다(Grandt, 2004; Unnþórsson, 2013). MARSE 

energy는 Fig. 2와 같이 측정된 신호의 포락선 아래의 

면적(measured area under the rectified signal envelope, 

MARSE)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신호의 에너지를 표현

하는 방법 중 하나로 사용된다. MARSE 에너지는 일반

적으로 화이트 노이즈(white noise) 보다 강한 세기의 수

준을 한계수준(threshold level)으로 설정하며, 포락선과 

한계수준 사이의 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또는 측정된 

신호의 절대값에 대한 포락선 아래의 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화이트 노이즈와 측정된 신호의 

세기의 비(noise to signal ratio)가 작기 때문에 식 (2)와 

같이 측정된 시간영역 신호의 절대값에 대한 포락선 아

래의 면적으로부터 MARSE energy를 산정하였다. 

MARSE
Energy ( )x t dt

∞

−∞

= ∫  (2)

3. 실험 구성

3.1 측정 시스템

충격에 의한 모형 원형강관의 동적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서 Fig. 3과 같은 측정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선박 

충돌을 모사하기 위해 모형 원형강관을 알루미늄 팁이 

장착된 해머로 타격하였다. 해머의 무게는 충분한 동

적하중을 전달하면서도 모형 원형강관의 영구적인 변

형과 조성된 실험 조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500g으

로 결정하였다. 모형 원형강관에 발생한 동적 반응은 

가속도계(356B11, PCB Piezotronics)로 측정하였다. 

가속도계로 측정된 신호의 선형화, 신호의 증폭, 그리

고 노이즈 제거를 위해 시그널 컨디셔너(482C15, PCB 

Piezotronics)를 사용하였다. 시그널 컨디셔너를 통해 변

환된 신호는 디지털 오실로스코프(DSOX3024T, Keysight)

로 전달되었으며, 측정된 아날로그 신호를 확인하였다. 

오실로스코프로 확인된 아날로그 신호는 디지털 신호

로 변환되며, 신호당 총 30,000 포인트의 데이터를 컴퓨

터에 저장하였다.

3.2 모형 원형강관

실내실험을 위해 해상교량기초용 대형원형강관 가물

막이의 축소 모형을 제작하였다. 현장에 시공되는 대형

원형강관의 제원이 현재 연구 중이므로 실내실험 단계

에서는 강관의 상사비 및 강성은 고려하지 않았다. 제작

된 축소 모형은 부식에 대한 저항이 강하고 충분한 강성

을 지닌 스테인레스 재질의 원형강관으로 제작되었다. 

원형강관의 직경은 30cm이며, 두께는 4mm이다. 모형 

원형강관은 여러 개의 세그먼트를 연결하여 제작되는 

대형원형강관을 모사하기 위해 3개의 세그먼트를 볼트

로 조립하여 연결하였다. 세그먼트는 Fig. 4와 같이 볼

트로 조립될 수 있도록 플랜지(flange)를 가지고 있으며, 

세그먼트의 높이는 30cm이다. 3개의 세그먼트를 볼트

로 조립하여 연결된 모형 원형강관의 총 높이는 90cm

이다. 차수를 위해 각 세그먼트 사이에는 고무링을 설치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세그먼트 간의 연결 조건이 동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단본으로 이루어

진 원형강관도 제작하였다. 단본인 모형 원형강관의 직

경, 두께, 높이는 각각 30cm, 4mm, 그리고 90cm로 3개

의 세그먼트를 볼트로 조립하여 연결된 모형 원형강관

의 제원과 동일하게 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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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4. Schematic diagram of the circular steel pipe segment: (a) perspective view ; (b) plan view; (c) side view

3.3 실험 방법

해상에 설치된 해상교량기초용 대형원형강관 가물막

이를 모사하기 위해 가로, 세로, 높이가 1m인 나무 토조

를 제작하였다. 토조 내에 모형 원형강관을 설치한 후 

물을 채웠고, 해상 모래지반과 유사한 조건을 설정하기 

위하여 수중 낙사법을 이용하였으며, 상대밀도 30%의 

포화된 모래지반을 조성하였다. 수중 낙사법은 수중에 

퇴적된 자연 상태의 흙을 조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

으로 낮은 상대밀도의 포화된 흙을 조성하기에 유용하

다(Lee et al., 2008; Yun et al., 2016). 실험에 사용된 

흙은 규사로 입자의 크기는 0.85mm～0.6 mm(#20～#30 

mesh)이며, 비중은 2.65이다. 토조 안에 조성된 흙의 높

이는 23cm가 되도록 하였다. 해상교량기초용 대형원형

강관 가물막이는 강관 내의 해수를 펌프를 이용하여 제

거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강관 내부에 해수가 존

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으며, 강관 내부의 흙은 불포

화 상태로 조성하였다. 강관 내부의 흙의 높이는 외부의 

흙의 높이와 동일한 23cm가 되도록 하였다. 해수면의 

높이는 만조와 간조, 그리고 기후에 의해 상승 또는 하

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수면의 높이가 변화하는 

것을 고려하기 위해 토조 내의 수위를 조절하면서 실험

을 수행하였다. 초기에 설정된 토조 내의 수위는 25cm

이며, 40cm, 55cm, 70cm로 조절하였다.

타격에 의해 발생된 모형 원형강관의 동적 반응은 가

속도계로 측정되었으며, 가속도계로 측정된 신호는 시

간영역 신호와 주파수영역 신호로 분석하였다. 또한, 수

위변화에 따른 신호의 특성을 비교하였으며, 단본인 모

형 원형강관과 볼트로 조립된 모형 원형강관에서 측정

된 신호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4. 시험 결과 및 분석

4.1 시간영역 신호

4.1.1 단본 모형 원형강관

단본 모형 원형강관을 해머로 타격하여 발생된 동적 

반응을 가속도계로 측정하였다. 토조 내의 수위가 25cm, 

40cm, 55cm, 그리고 70cm일 때 측정된 가속도 신호를 

Fig. 5에 나타내었다. 측정된 가속도 신호는 수위 변화

에 따른 신호의 감쇠 양상을 비교하기 위해 측정된 가속

도를 최대 가속도로 나누어 정규화하였다. 

측정된 신호를 보면 시간에 따라 신호의 세기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일반적인 자유진동 신호의 

감쇠 경향과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수위에 따라 신호가 완전히 감쇠되는 시간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강관 내에 발생된 진동이 강관 

주변의 물로 전이되어 측정되는 신호의 에너지가 줄어

들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토조 내의 수위가 25cm일 때 

측정된 신호를 보면(Fig. 5(a) 참고), 측정된 신호의 세기

가 점점 감소하다가 약 0.9초에서 완전히 감소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수위가 40cm일 때는 측정된 신호의 세기가 

점점 감소하다가 약 0.45초에서 완전히 감소하였다(Fig. 

5(b) 참고). 또한, Fig. 5(c)에서 볼 수 있듯이 수위가 55 

cm일 경우 신호의 세기가 약 0.25초에서 신호가 완전히 

감소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위가 70cm일 때에는 Fig. 5(d)

와 같이 신호의 세기가 점점 감소하다가 약 0.2초에서 완

전히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측정된 신호의 감쇠는 수위

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수

위가 70cm일 때에는 신호의 감쇠폭이 수위가 25cm, 40 

cm, 그리고 55cm일 때보다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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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5. Measured signals for the single circular steel pipe according to different water levels of: (a) 25 cm; (b) 40 cm; (c) 55 cm; (d) 

70 cm

4.1.2 볼트로 조립된 모형 원형강관

높이가 30cm인 3개의 세그먼트를 볼트로 조립하여 

연결한 모형 원형강관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해머 

타격에 의해 볼트로 조립된 모형 원형강관 내에 발생된 

동적 반응을 가속도계로 측정하였다. 토조 내의 수위가 

25cm, 40cm, 55cm, 그리고 70cm일 때 가속도계로 측정

된 신호를 Fig. 6에 나타내었다. 측정된 신호는 신호의 

감쇠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측정된 가속도를 각 신호의 

최대 가속도로 나누어 정규화하였다. 

측정된 신호를 보면, Fig. 6에 나타낸 것과 같이 시간

이 증가함에 따라 측정된 신호의 세기가 지수적으로 감

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수위가 증가함에 따라 

측정된 신호의 세기가 완전히 감소되는 시간이 줄어드

는 것을 볼 수 있다. 수위가 25cm일 경우, Fig. 6(a)와 

같이 측정된 신호는 1.8초 이상까지 점점 감소하다가 완

전히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위가 40cm로 증가하

면, Fig. 6(b)와 같이 수위가 25cm일 때보다 작은 1.6초 

부근에서 신호가 완전히 감소하였다. Fig. 6(c)와 같이 

수위가 55cm일 때 측정된 신호를 보면, 신호의 세기가 

점점 감소하다 약 0.9초에서 완전히 감소하였다. 수위가 

70cm일 때는 Fig. 6(d)에 나타난 것과 같이 측정된 신호

의 세기가 점점 감소하다 약 0.7초 부근에서 완전히 감

소하였다. 수위의 증가에 따라 측정된 신호가 완전히 감

쇠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경향은 단본인 모형 원형강관

에서 측정된 신호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즉, 각 세그

먼트가 볼트로 연결되어 있어도 신호가 수위 변화에 영

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4.1.3 MARSE 에너지

본 연구에서는 해머 충격에 의해 발생한 모형 원형강

관의 동적 반응으로부터 신호의 에너지를 산정하기 위

해 MARSE 에너지를 이용하였다. MARSE 에너지는 식 

(2)에 나타낸 것과 같이 측정한 신호의 절대값을 적분하

여 산정하였다. 단본인 모형 원형강관에 대해 획득한 신

호(Fig. 5 참고)와 볼트로 조립된 모형 원형강관에 대해 

획득한 신호(Fig. 5 참고)로부터 MARSE 에너지를 산정

하였다.

수위가 25cm, 40cm, 55cm, 그리고 70cm일 때, 단본

인 모형 원형강관에서 측정한 신호의 MARSE 에너지를 

Table 1에 정리하였으며, Fig. 7에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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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6. Measured signals for the bolted circular steel pipe according to different water levels of: (a) 25 cm; (b) 40 cm; (c) 55 cm; (d) 

70 cm

Table 1. Normalized MARSE energy according to different water levels

Water level Single circular steel pipe Bolted circular steel pipe

25 cm 1.60×10
-2

7.73×10
-2

40 cm 8.71×10
-3

5.99×10
-2

55 cm 6.53×10
-3

3.95×10
-2

70 cm 3.93×10
-3

3.12×10
-2

Fig. 7. Variation in normalized MARSE energy according to different 

water levels

또한, 이를 볼트로 조립된 모형 원형강관에 대해 산정된 

MARSE 에너지와 비교하였다. 단본인 모형 원형강관의 

경우, 수위가 25cm일 때의 MARSE 에너지는 1.60×10
-2

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수위가 40cm, 55cm, 그리고 

70cm일 때의 MARSE 에너지는 각각 8.71×10
-3
, 6.53×10

-3
, 

그리고 3.93×10
-3
으로 수위가 증가함에 따라 에너지가 

감소하였다. 수위에 따라 측정된 신호의 에너지가 감소

하는 것은 모형 원형강관에 전달된 충격 에너지가 주변

의 물로 전달되면서 그 크기가 감소하기 때문으로 사료

된다. 

볼트로 조립된 모형 원형강관의 경우, 수위가 25cm일 

때의 MARSE 에너지는 7.73×10
-2
으로 단본인 모형 원

형강관의 경우보다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수위가 40cm, 

55cm, 70cm일 때의 MARSE 에너지는 각각 5.99×10
-2

, 

3.95×10
-2

, 3.12×10
-2
으로 수위가 증가함에 따라 에너지

가 감소하였다. 볼트로 조립된 모형 원형강관에서의 

MARSE 에너지는 단본인 모형 원형강관의 경우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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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8. Frequency responses for the single circular steel pipe according to different water levels of: (a) 25 cm; (b) 40 cm; (c) 55 cm; 

(d) 70 cm

수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다. 하지만, 볼트로 조

립된 모형 원형강관에서 측정된 MARSE 에너지가 단

본인 모형 원형강관의 경우보다 더 큰 것을 볼 수 있다. 

더욱이 볼트로 조립된 모형 원형강관에서의 수위 증가

에 따른 MARSE 에너지의 감소 폭이 단본인 모형 원형

강관의 경우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3개의 세그먼

트로 이루어진 모형 원형강관을 연결하기 위해 제작된 

플랜지와 볼트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단본인 

모형 원형강관의 경우, 충격에 의해 발생된 동적 거동

이 단면 변화의 영향 없이 전 단면에 걸쳐 에너지가 전

달된다. 하지만, 플랜지와 볼트가 존재할 경우, 이로 인

해 에너지가 반사되어 상부의 세그먼트에 갇히게 되고 

일부만이 중간과 하부 세그먼트에 전달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단본인 모형 원형강관에서 

산정된 MARSE 에너지가 더 작게 측정된 것으로 사료

된다. 또한, 볼트로 조립되어 있는 모형 원형강관의 경

우, 에너지가 각 세그먼트에 전달될 때마다 플랜지와 

볼트에 의해 감소되며, 만약 주변에 물이 존재한다면 

추가적으로 물에 의한 영향도 받게 된다. 따라서, 볼트

로 조립된 모형 원형강관이 단본인 모형 원형강관보다 

수위에 대한 에너지 감소가 더 민감하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4.2 주파수영역 신호

각각 Figs. 5와 6에 나타낸 단본인 모형 원형강관과 

볼트로 조립된 모형 원형강관에서 측정된 신호의 주파

수를 분석하기 위해 푸리에 변환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

과를 각각 Figs. 8과 9에 나타내었다. 또한, 단본인 모형 

원형강관과 볼트로 조립된 모형 원형강관에서 나타난 

우세 주파수를 Table 2에 정리하였다.

단본인 모형 원형강관의 경우, 수위 변화에 따른 우

세 주파수는 수위가 25cm일 때 1,354Hz로 가장 큰 것을 

볼 수 있다(Fig. 8(a) 참고). 수위가 40cm일 때의 우세 

주파수는 676Hz로 수위가 25cm일 때의 약 50% 수준으

로 나타났다(Fig. 8(b) 참고). 수위가 55cm일 때의 우세 

주파수는 436 Hz로 수위가 40cm일 때보다 약 64% 수

준이며(Fig. 8(c) 참고), 수위가 70cm일 때의 우세 주파

수는 수위 55cm일 때보다 약 98% 수준이다(Fig. 8(d) 

참고). 이와 같이 측정된 신호의 우세 주파수는 수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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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9. Frequency responses for the bolted circular steel pipe according to different water levels of: (a) 25 cm; (b) 40 cm; (c) 55 cm; 

(d) 70 cm

Table 2. Predominant frequency according to different water levels

Water level Single circular steel pipe Bolted circular steel pipe

25 cm 1,354 Hz 992 Hz

40 cm 676 Hz 989 Hz

55 cm 436 Hz 988 Hz

70 cm 427 Hz 676 Hz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신호

의 고주파수 성분은 저주파수 성분보다 더 쉽게 감쇠되

는 특성을 보인다(Santamarina et al., 2001). 따라서, 충

격에 의해 발생된 강관 내에 존재하는 에너지가 주변 

물에 의해 흡수될 시, 수위가 증가함에 따라 고주파수 

성분이 먼저 감쇠된 것으로 사료된다. 

볼트로 조립된 모형 원형강관에서 측정된 주파수 신

호를 보면, Fig. 9(a)에 볼 수 있듯이 수위가 25cm일 때

의 우세 주파수는 992Hz로 가장 크며, 수위가 40cm와 

55cm일 때의 우세 주파수는 각각 989Hz와 988Hz로 우

세 주파수가 미세하게 감소하였다(Fig. 9(b) 및 9(c) 참

고). 하지만, Fig. 9(d)에 나타난 바와 같이 수위가 70cm

일 때의 우세 주파수는 676Hz로 크게 감소하였다. 25cm, 

40cm, 그리고 55cm의 수위는 하단과 중간에 위치한 세

그먼트에 접하게 되며, 각 세그먼트의 플랜지가 볼트로 

고정되어 있어 고정 지점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에 충

격이 가해지는 상부의 세그먼트가 충격에 가장 민감한 

동적 반응을 보일 것이다. 따라서, 수위가 70cm일 때 물

과 상부의 세그먼트와 접하게 되어 동적 거동에 큰 영향

을 받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단본인 모형 원형강관과 볼트로 고정된 모형 원형강

관에서 측정된 신호에 대한 우세 주파수를 Fig. 10에 그

래프로 나타내었다. 두 경우 모두 수위가 증가함에 따라 

우세 주파수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수위가 25cm

일 때의 우세 주파수를 보면, 단본인 모형 원형강관이 

더 크게 나타났다. 40cm, 55cm, 그리고 70cm의 수위에

서는 볼트로 조립된 모형 원형강관에서 더 큰 우세 주파

수를 보인다. 즉, 단본인 모형 원형강관은 수위가 2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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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Variation in frequency according to different water levels

에서 40cm로 증가할 때 가장 민감한 주파수 변화를 보

이며, 볼트로 조립된 모형 원형강관은 수위가 55cm에서 

70cm로 증가할 때 가장 민감한 주파수 변화를 보인다.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단본인 모형 원형강관은 

에너지의 전이가 단면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볼트

로 조립된 모형 원형강관은 플랜지와 볼트가 에너지 전

이에 영향을 주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해상교량기초용 대형원형강관 가물막이의 

동적 안정성 모니터링을 위한 기초연구로써 수행되었

으며, 축소된 모형 원형강관을 토조에 설치하여 실내실

험을 수행하였다. 선박 충돌을 모사하기 위해 모형 원형

강관을 해머로 타격하였으며, 이로 인해 발생된 동적 반

응을 가속도계로 측정하였다. 측정된 신호는 시간영역

의 MARSE 에너지와 신호의 주파수로 분석하였다. 만

조, 간조, 그리고 기후 변화에 따른 해수면의 변화를 고

려하여 수위에 따른 모형 원형강관의 동적 반응을 관찰

하였다. 또한, 여러 개의 세그먼트를 연결하여 설치되는 

실제 대형원형강관의 동적 반응을 예측하기 위해 단본

인 모형 원형강관과 볼트로 조립된 모형 원형강관에 대

해 분석된 MARSE 에너지와 우세 주파수를 비교하였

다.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충격에 의해 발생된 모형 원형강관의 동적 반응을 

가속도계로 측정하고 MARSE 에너지를 산정한 결

과, 수위가 증가함에 따라 MARSE 에너지가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충격에 의해 모형 원형

강관 내에 발생된 에너지가 강관 주변의 물로 전이

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2) 볼트로 조립된 모형 원형강관에서 측정된 MARSE 

에너지는 단본인 모형 원형강관에서 측정된 MARSE 

에너지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는 볼트로 조립된 모

형 원형강관의 플랜지와 볼트로 인해 단면에 변화

가 생겼고, 이로 인해 상당한 부분의 동적 에너지가 

상부 세그먼트에 존재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3) 충격에 의해 동적 반응을 하고 있는 모형 원형강관

에서 나타나는 우세 주파수는 수위가 증가함에 따

라 감소한다. 이는 충격에 의해 모형 원형강관에 발

생된 동적 반응이 주변의 물에 영향을 받을 시 신호

의 고주파수 성분이 저주파수 성분보다 더 쉽게 감

쇠되는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4) 단본인 모형 원형강관에서 나타나는 우세 주파수는 

처음으로 수위가 증가할 때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 

하지만, 볼트로 조립된 모형 원형강관에서 나타나

는 우세 주파수는 수위가 상부 세그먼트에 접할 시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단본인 모형 원형강관

은 강관의 전단면이 일체거동하지만, 볼트로 조립

된 모형 원형강관은 각 세그먼트의 연결 지점이 존

재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5) 대형원형강관의 구조적인 특징은 동적 반응 특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세그

먼트의 연결 높이, 볼트의 수량, 플랜지 조건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6) 해상 및 해상 지반조건의 변화는 대형원형강관의 

동적 반응 특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지반조건 및 관입깊이, 파도, 파고, 파

력, 조류력 등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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